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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SCM(공급사슬관리)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
다.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과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업의 궁극적인 최대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부품제조업체의 경영전략, 협업프로세스 및
SCM통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중소부품제조업체에서의 경영전략, 협업프로세스 및 SCM통합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중소부품제조업으로서의 경영전략을 위한 품질, 원가, 유연성, 납기와 협업을 위한 전략적 목표인지, 
지원정책, 문제해결방안, 지식정보공유가 SCM통합의 품질신뢰성, 비용절감, 납기준수능력, 정보시스템운영을 향상시켜 
종국적으로 기업의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높여주는 기제임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oday, companies are increasingly focused on SCM (Supply Chain Management) as a means for
cost-cutting and efficient operation. The company's ultimate objective is to win and maintain a sustained
dominant position in the uncertainties of the global environment and future competitiveness. In this 
respe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nagement strategy, collaboration process and SCM 
integration on corporate performance in small and midsize parts manufacturer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Management strategy, collaboration process and SCM integr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in domestic small and midsize parts manufacturers, and all
hypotheses were supported. Consequently, it can be confirmed that quality, cost and flexibility for 
management strategy, and strategic objective perception, support policy, problem solution and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for delivery and collaboration as small and midsize parts manufacturers 
are mechanisms for improving quality reliability, decreasing cost, delivery obedience and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of SCM integration, and boosting corporat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formance.

Keywords : Small and Midsize Parts Manufacturer, Management Strategy, Collaboration Process, SCM 
Integration,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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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영환경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
경변화에의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기
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을 적절하게 탐색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의 선택은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패
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의 의
사결정은 내·외부 환경과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 변화에 적합한 내부역량이다. 결국 기
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투입
된 자원, 프로세스, 산출 과정이 연결되는 시스템적 경영
이어야 한다. 즉, 공급자, 생산자, 마케터, 소비자로 연결
되는 가치체인으로 기업의 경영전략이 중시되며, 시스템
에서 조직 내부의 연계 활동을 결정하고 효과성과 효율
성을 증진시켜야 한다[1]. 이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내부
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성과를 달성하는데 시너지효과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기업 조직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탐구하려는 전략 연구는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1-4]. 그러나 이러한 전략연구는 기업의 전략, 내부시스
템의 역량, 확대성과와 연계한 연구와 특히, 기업의 경영
전략과 하부전략 간의 연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연구가 다수였다. 하지만 국내의 전략․환경․성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내부자원의 역량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없는 결과를 설명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전략
과 협업자원의 상호적합성의 정도에 따라 성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로 나뉘고 있어 결과에 대한 혼돈을 초래
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TOWS Matrix와 IE Matrix를 이용
한 결과 8가지 전략적 요인을 도출하여 전략요인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듯이[2], Porter(1980) 또한 산업구조 모
델을 이용하여 중소 조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
략요인을 제시하여 이를 뒷받침한다[3,4]. 즉 가치사슬
(Value Chain)에 따른 체인레스토랑의 생산우위 전략에
서 차별화 우위전략과 원가 우위전략을 동시에 추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시장점유율
이 높고 이들 기업이 광고와 판촉을 증대함으로서, 세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여기서 특이한 점은 시장점유율이 증가되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생산원가를 더욱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 따른 차이 때문에 중소부

품제조업에서의 업체 간 체인협업화는 수많은 경쟁자들
에 비해 차별화우위 전략과 원가우위 전략을 동시에 추
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원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공동협
업의 경우 원가우위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전략을 위해 
공동협업을 선호하게 된다.

이 같은 중소부품제조업에서 선호되는 협업은 최근 경
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업 간 전략적제휴가 심화되고 
공급업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의 통합과 함께 조기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생
산전략, 협업프로세스, SCM통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부품제조업에서 실행하는 
Poter(1980)의 경영전략 중에서 차별화 전략과 원가우
위 전략 요인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경영전략요인에 
따른 성과와의 상호인과관계와 상관성을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4].

2. 이론적 배경

2.1 경영전략
전략은 “기업 활동 간의 적합성을 창출해서 독특한 포

지션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특히 활동체계라는 
개념을 통해 기업 활동 간의 연계, 즉 적합성이 경영전략
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6]. Farjoun(2002)은 경영전
략을 “기업이 환경과 지속적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
에서, 기업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7].

또한, 전략은 내․외부의 배경을 기초로 해서 내부적인 
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업의 성
공과 지속성을 위해 중요한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분배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8,9]. 즉 전략은 “기업의 자원을 목
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면서 경쟁우위를 갖도록 자원배분
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였듯이 경영전략은 ‘기
업의 거시환경과 경쟁 환경에 관련된 각종 경쟁상황을 
가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경쟁우위를 유지시키는 주요
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10,11].

이 같은 전략은 ‘한정된 경영자원을 이용하여 변화하
는 경영환경에 기업의 목표․계획을 수정보완 하는 의사 
결정의 과정,’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한 기업내부의 환경
과 외부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시장에서 경쟁자의 경영자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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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
표를 설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경
영전략은 기업의 품질, 내․외부경영자원의 원가관리, 기
업의 문화, 핵심역량 등의 유연적 관리, 납기가 상호연관
성 있게 조직화 될 때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2.2 공급사슬에서의 파트너 간 협업프로세스
SCM도입 목적은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

고 공급사슬네트워크의 통합을 통해 공급사슬의 최적화
를 달성하는 데 있다[12]. 협업이란 개별기업들의 역량 
증진, 운영 효율성 증진, 그리고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
게 되어 그들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경쟁우위
를 확보하게 하며, 공급사슬에 속한 구성원들의 공통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이다[13]. 또한, 협
업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상호간에 공통계획, 관
리, 실행, 성과측정 정보를 교환하는 책임을 공유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14].

이렇듯 기업 간 협력에 의한 경쟁우위는 기술과 자원
의 공동 활용을 통해 창출되고 파트너 간 협력은 공급사
슬 구성원들과 협업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공급사슬 파트너 간 협력이 증가할수록 비용 상의 
효율성이 달성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도 높아진다.

즉 파트너 간 협업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상호간에 기술과 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공통계획, 관리, 실행, 성과측정 정보의 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비용 상의 효율성 달성
과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통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통합은 구매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능력을 조화
시키기 위해 공급사슬 참여 기업 간 협업 관계라 할 수 
있다[16]. 공급사슬 통합은 글로벌과 실시간 협조를 통해 
기업이 파트너와 관련된 업무와 공정을 향상시키도록 하
고, 기술과 시장변화에 반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17]. 공급사슬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세계화
와 전문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과 글로벌 외주, 참여 
당사자 간의 상충된 목적, 공급사슬의 구조의 동적인 변
화와 수요 리드타임, 산출량, 품질, 운송시간 등 다양한 
불확실성, 그리고 제품다양성의 증가, 제품수명주기 단축 
등의 요인들로 구성된다[18]. 그러므로 통합의 정도가 높
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리드타임 절감을 가
져오고, 고객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즉 SCM 관리는 공급사슬 참여 기업들이 통합되어 하
나의 기업처럼 행동할 때 증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공급사슬 통합은 
파트너 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
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필수 요소이며, 
통합 정도가 높은 기업은 SCM 관리를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공급사슬 파트너십은 상호신뢰, 조직간 양립성, 최고 
경영진의 의지 그리고 정보 공유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공급사슬의 거래 파트너들 사이에 형성되는 성공적인 장
기간의 관계이다[19]. 공급사슬에서 업무 영역에 대한 신
뢰가 장기적이고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전략적 
유연성, 문화적 구조, 정보기술 활용을 파트너십의 요인
이라 할 수 있다[20].

2.2.1 공동의 전략적 목표인지
파트너기업 간 전략적 적합성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이다[21]. 전략적 적합성은 어떠한 영역
에서 상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파트너의 이해관계에 대
한 일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생협력을 위해 공통적 
지식범위 내에서 파트너 기업 간 시장과 기술적 이해의 
정도인 지식의 공유와 전략적 방향 일치, 관계의 지속성
이 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전략적 적합성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전략적 적합성의 불
일치는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22-24]. 공급사슬에서 파트너 간 협업은 공급사슬 참여
기업들의 협업 활동을 통해 전략적 목적을 공유하고 내․
외부 운용효율을 높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있다[25].

SCM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파트너 간 공유된 비전과 
목표의 수립이 필요하고, 공유된 비전과 목표는 한 기업
이 아니라 공급사슬의 모든 참여기업들에 의해 공동으로 
수립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기업 간 가치창조 및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상호목적에 대한 공
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26]. 파트너간의 목표공유는 각 
파트너에게 기대되는 바를 알려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동
시에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준다. 또한, 파트너 
기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며, 상
호 신뢰와 이해를 도모해 줌으로써 이질적인 기업들이 
공동의 방향으로 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공동의 전략적 목표인지에 주효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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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업 간 지원정책
파트너십이란 제품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하는 모든 과정에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자의식을 가지고 
서로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면서 상호신뢰와 몰입을 바탕
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거래관계를 말한다[30].

즉 공급사슬에 있어 파트너 간 자원과 능력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을수록 시너지 효과 등의 경쟁우위 창
출에 대한 기대로 파트너들은 파트너십 형성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인적자원 확보 및 인력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의 인력 부족 상태에 대한 
인적자원 확보나 인력자원개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전문교육을 시킨 후 협력업체의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31]. 산업자원부는 상
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대기업의 우수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
술개발, 재무, 회계, 마케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그리고 대기업의 우수훈련시설을 중소기업 공동훈련
시설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교육훈련기회의 부여와 신
규 채용자의 양성훈련 및 재직근로자 향상 훈련 등을 지
원해야 한다고 하였다[32].

이렇듯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및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
브,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는 훈
련프로그램과 기술 지원 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효과적
인 성과를 높일 수 있다[33].

따라서 인적자원 확보 및 인력자원개발의 지원은 협력
업체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며, 
대기업의 우수훈련시설의 공동 활용이나 노하우를 이전
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과 기술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간 자원의 상호교류와 지원
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2.3 공동문제해결 방안
비전과 목적에 대한 공유는 공급사슬 구성원의 공유된 

가치를 의미하며 공유된 가치가 높을수록 공급사슬 참여
기업들은 문제해결 및 새로운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상
호 운영과 조정 활동을 통해 개선한다[34]. 공급사슬에서 
기업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
는 문제가 존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신
제품의 공동개발, 새로운 전략의 공동개발, 새로운 시장
의 개척 등이 필요하다[35].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을 위
한 팀의 구성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파트너 간 협력관계란 기술
과 인력의 상호 교류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31].

외부환경 중 기업의 변화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장의 경쟁압력, 기술변화 속도와 기술혁신, 소비자, 시
장 기호변화, 제품특성 변화,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 
등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 정보기술의 
지식수준, 상급관리자의 기술 이해 및 의지, 권한 이양, 
커뮤니케이션 창구의 일원화, 업무프로세스의 표준화, 수
요 예측의 정확도 등이 성공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36].

즉 글로벌 환경에서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급사슬 참여기업들의 문제해결 및 새로운 혁신을 위해 
상호 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신기
술, 신제품, 새로운 전략의 공동개발 및 새로운 시장의 개
척이 필요한 이유이다. 개척을 위한 팀의 구성은 개발 초
기 단계부터 파트너 간 기술과 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로 형성된 협력적인 관계는 
지속적인 성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2.4 기업 간 지식정보 공유
정보의 공유란 구매자와 공급자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

는 과업과 관계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 간의 정보공유 없이는 각자의 이익에만 급급하게 
되고 서로에게 기회비용이 발생하여 성공적인 파트너십
을 형성할 수 없다.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불확실성의 정
도가 높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하는 빈
도는 증가하게 되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로는 새로운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따라
서 기업 간 정보공유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업 간 정보공유는 공급사슬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
를 확보할 수 있어 공급사슬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의
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며, 나아가 기업 간의 성과를 높
일 수 있다[37]. 공급사슬에서 기업 간 정확하지 않고 불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최
적화를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공급사슬에서 파트너 간 
정보공유는 공급사슬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38]. 그러므로 정보의 공유란 공급
자가 기밀적인 혹은 독점적인 정보, 구매자와 공급자의 
생산비용에 관한 정보, 생산비용을 더 낮추거나, 품질의 
개선, 그리고 재고관리와 납기의 개선을 위한 정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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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37].
정보공유는 중요한 정보가 기업의 파트너에게 전달되

는 정도를 의미한다. 기업 간 정보의 수집, 창출, 관리 그
리고 공유는 공급사슬의 효율성, 효과성, 경쟁우위 창출
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라 할 수 있다.

2.3 SCM통합
SCM통합은 공급사슬 전략, 기업 내부와 기업 간 관

계, 조정 메커니즘, 의사소통 증진, 글로벌 소싱, 제조전
략, 재고수준관리 그리고 비용관리 등의 이슈 관리를 통
한 시너지를 위한 것이다. 기업들은 전략적인 SCM을 통
해 품질, 비용, 유연성, 납기 정확성 등의 공급자 성과와 
생산원가, 배송속도, 고객주문, 불평에 대한 빠른 처리 등
의 구매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39].

SCM통합은 공급사슬망의 통합을 의미하며, 공급사슬
의 통합으로 공급사슬의 최적화를 달성하여 효율적인 
SCM 구축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0].

공급사슬 통합을 통한 효과를 채찍효과의 최소화, 공
급사슬사이의 실행활동의 효율성 최대화, 공급사슬상의 
재고 최소화, 공급사슬상의 사이클 타임 최소화, 공급사
슬 상의 품질 수용 수준의 달성 등을 제시하였다. 공급사
슬에서 제조성과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들로 효율성, 
신뢰성, 품질, 유연성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효율성은 
원가 효율성, 자본 효율성을 포함하며, 신뢰성은 제품 신
뢰성과 배달 신뢰성, 가격 신뢰성이라 할 수 있다[41].

그러므로 SCM통합은 공급사슬의 최적화로 효율적인 
SCM의 구축을 통하여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공급사슬의 경쟁력 및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1 품질신뢰성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공급사슬 내 다른 기업들과 협업하여 비용
을 감소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42]. 품질
향상은 경쟁적인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 요
소이며, 공급자의 참여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43].

공급사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경쟁력 
요소의 개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44]. 생산경쟁력은 
품질의 기초 위에 신뢰성, 원가효율성, 유연성의 경쟁력
들이 위치하는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의 생산경쟁력을 제

시하였다[45]. 이러한 경쟁력이 향상 및 개선되기 위해서 
다수의 생산경쟁력 요소들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접
근이 필요하다[46].

공급사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쟁우위를 달성하
기 위해 품질신뢰성의 확보는 고객만족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중요 요인이며, 품질의 개선 없이는 생산경쟁력
을 확보할 수 없다.

2.3.2 비용절감
파트너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공급사슬 상의 격차를 완

화시키고, 공급사슬운영을 효율화시켜 비용절감을 통한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하다. 공급사슬에 참여
하는 기업들은 효율적인 재고관리, 고객 서비스 개선 그
리고 비용절감에 따른 이익 극대화 등의 프로세스 개선
에 따른 명확한 성과목적을 가지고 있다. 비용절감 성과
로는 물류비용의 감소, 수주 및 발주비용 절감, 품질수준 
감소를 통한 기회비용 창출, 상품화되기 위한 시간감소로 
현금흐름 향상, 재고 감가상각비절감, 현금화 사이클 타
임 감소, 물량 감소로 현금 유동성 향상, 정확한 모니터링
에 의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제거로 현금흐름 향상, 생산
비용감소, 구매비용 및 주문처리비용 감소, 인건비 감소 
등을 들 수 있다[47]. 기업 간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경
쟁기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제품
을 제공할 수 있어야 경쟁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달성
할 수 있다.

공급사슬의 경쟁우위는 기업 간 거래관계의 만족과 효
과성을 증가시킨다[13]. 공급사슬 간 성공적인 파트너십
은 공급사슬 구성원들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
며 다양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48].

2.3.3 납기준수 능력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납기 준수 능력은 고객의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
시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급사슬의 공급 불
확실성 해소란 핵심기업의 생산 프로세스에서 공급 안정
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급 불확실성의 영향요인
으로는 제품 공급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의 
자격, 확정/예상 가격, 현재/미래 기술과 시기의 유용성 
등이 있다.

민첩한 공급사슬은 공급사슬에서 적용성과 유연성을 
촉진시키고, 변화하는 시장에서 보다 빠르며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측정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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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응성, 역량, 유연성, 신속성을 제시하였으며, 반응성
은 변화를 확인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과 사전 대책
을 강구하여 회복되는 능력을 의미하고, 역량은 회사 목
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 그리고 유연성은 적응력이라고 하며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적용하는 능력
을 의미하고, 신속성은 속도라고도 하며 가능한 빨리 활
동을 완료하는 능력을 말한다[49].

이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기본규칙의 설정은 유연
성과 대응성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 운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연구에서 대응성은 기
업수준에서 성과와 같은 개념이며, 유연성은 그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내부적인 역량이며, 민첩성은 불확실하고 
변화가 많은 시장 여건에서 공급사슬 상에 있는 조직들
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50].

2.3.4 정보시스템 운영 능력
SCM에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구성원

의 정보기술 숙련도,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 관리 역량 
등이 중요하다[51]. 정보기술 인력의 기술적, 관리적 숙
련도는 경험의 축척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조
직의 특유한 자원으로써 활용됨에 따라 경쟁우위의 원천
이라고 할 수 있다[52]. 공급사슬에서 정보시스템을 활용
한 업무처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
선이 필요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활용과 구성원의 숙련
도는 공급사슬 협업의 환경구축과 기업 간 연계를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인
적자원에 대한 숙련도 및 전문성은 정보시스템의 능력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53], 정보기술부서의 
숙련된 기술, 정보기술 계획의 활용 등은 정보기술 관리
뿐만 아니라 SCM 관리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52].

공급사슬에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관
련 직원들의 숙련도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보기술 인력의 
숙련도는 경험의 축척을 통해 형성된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54]. 정보기술 부서의 숙련된 기술, 
정보기술계획의 활용은 SCM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사슬의 운영 효율화 및 SCM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정보시스템운영 및 관리 역량이 높아야 하며, 이는 

운영관리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고 정보기술의 비즈니스 
가치에 영향을 준다.

2.4 기업 성과
SCM을 도입하는 목적은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급사슬네트워크의 통합을 통해 공급사슬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데 있다[12]. 기업성과는 다차원 구조
로 파악하여야 하며, 재무성과, 사업성과, 조직성과를 기
준으로 성가를 평가해야 한다. SCM에서 기업의 성과는 
자산 및 비용 효율성, 고객서비스의 개선, 마케팅 우위, 
안정적 이익 및 성장 등이 있다.

SCM은 공급사슬 구조상의 조직 및 조직 간의 관계, 
조정메커니즘, 의사소통증진, 글로벌소싱, 재고수준관리, 
비용관리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55]. 기업성과를 위해서
는 정보기술 통합과 공급사슬 프로세스의 통합이 중요하
며, 기업성과에는 운영탁월성, 고객관계, 이익증가 등이 
있다. 운영탁월성은 제품 배송시간, AS 시의성, 생산성 
증진이 있으며, 고객관계는 고객과의 유대관계, 고객구매 
패턴의 정확한 지식이 있으며, 이익증가는 제품판매 증
진, 신제품 및 신시장 개척 등이 있다[28].

기업 성과로 매출액 증가 정도,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
를 제시하고, 수익성 부분의 기업성과로 투자 수익률 증
가, 자산 수익률 증가, 재무 유동성 증가를 제시하였다
[56]. 공급사슬관리의 도입성과로 업무효율 향상, 거래비
용의 절감, 납기단축, 재고 감축, 물류비용의 감소, 매출
증가 등의 SCM효과가 있다고 하였다[57]. 기업성과 지
표로는 비용절감, 생산성, 매출 성장률, 수입성장률, 직원 
만족을 제시하고, 공급자 선정기준으로는 제품, 품질, 비
용, 납기, 혁신 역량 등을 제시하였다[58].

SCM성과측정과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성과
로 업무처리시간 감소, 사이클 타임 감소, 유연한 대응, 
생산원가. 영업비용 감소 등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 성
과로 제품/서비스 품질개선, 적시성 확보, 유연성 확보, 
공급사슬 가치 개선 등을 제시하였으며, 학습 및 성장성
과로 프로세스 혁신, 파트너십 강화, 원활한 정보의 흐름, 
불확실성 및 위험 대응 등을 제시하였고, 재무성과로 이
익률 개선, 현금흐름 개선, 매출액 증가, 자산회전율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59]. 또한 고객 서비스와 재무성과에 관
한 연구에서는 세전 자산수익률, 투자수익률, 매출액 대
비 수익률 등을 성과요인으로 사용하였다[60].

SCM을 도입하는 목적은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 극대
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객만족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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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급사슬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며, 경쟁우위
를 확보한 기업은 매출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
의 매출액의 증가는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SCM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마이클 포터는 기업의 내부적 경영전략 활동과 협업에 

초점을 둔 가치사슬에서 SCM은 원자재에서 최종 제품의 
판매과정까지 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협력적 활동을 포괄
하는 것으로 정보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라는 글로벌 환경
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가치사슬 내의 활동을 외부로 
아웃소싱(OutSourcing) 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외
부로 아웃소싱 할 때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
부 활동의 효율적 전략과 공급사슬 전체를 잘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SCM이다.

공급사슬 전체의 최적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
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SCM의 활동으로 수익성
의 증대와 함께 기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는 공급사슬에서 파트너 간 협업관
계와 SCM통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미친다. 흔히 파트너 
간 협업관계라고 하면 공통의 전략적 목표 인지와 공급
업체에 대한 지원정책과 기업 간의 중요한 지식정보의 
공유,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공급사
슬에서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라고 볼 수 있다. SCM통합은 제품품질 및 고객 품질요구
에 대한 품질신뢰성과 SCM활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
용절감, 그리고 불확실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정시에 납
기 할 수 있는 납기준수능력과 SCM업무를 수행하기 위
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공급사슬에서의 파트너 간 협업관계와 SCM통
합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업 간 깊은 신뢰감의 형성 정도와 상호 이익을 
위한 파트너 간 협력관계는 비용 상의 효율성을 달성시
켜 SCM통합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파트너 간 협업
관계는 SCM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품질요구조건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그리고 정시에 납기 할 수 있는 납기준수능력
과 효율적인 SCM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은 공급사슬 네
트워크의 최적화를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파트너 간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어 파트
너 간 협업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즉 SCM통합은 공
급사슬에서 파트너 간 협업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이론적 준거를 바탕으로 아래
와 같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정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경영전략은 SCM통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H2: 협업프로세스는 SCM통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H3: 경영전략은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H4: 협업프로세스는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H5: SCM통합은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3.2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공급사슬에서 경영전략과 파트너 간 협업프로세스와 

SCM통합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설문지를 이용하였으
며, 분석 단위는 중소부품제조기업 200여개 협력업체 중 
SCM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 15일부터 3월 15일 동안 
부산․경남에 위치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On-Line을 통해 총 405부를 배부하여 397부가 회수되
었으며, 결측치 8부를 제외한 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사슬에서 경영전략과 파트너 간 

협업프로세스가 SCM통합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정하기 위해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공급사슬에
서 경영전략과 협업 및 SCM통합과 기업성과에 영향을 



중소부품제조업체의 경영전략, 협업프로세스 및 SCM통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55

미치는 요인들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사
용된 각 연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와 측정항목은 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4에 제시하였다.

공급사슬에서 경영전략 및 파트너 간 협업관계 및 
SCM통합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경
영전략 4개 요인과 파트너 간 협업관계는 5개의 세부 요
인으로 구성했으며, SCM통합은 4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
성하였고, 기업성과에는 파트너 간 협업관계와 SCM통합
으로 2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기업성과를 포함하여 총 18개의 요인이 구성
되었고 각 요인 별로 4개의 항목, 총 56항목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각의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의 구성 개념 분석을 위한 사항 56문항,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사항 4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cept Questionnaire Item Research
er

Quality 
Control

1) Manufacturing Cost Reduction per Product 
Unit through Learning Organization

[11]
2) Organic Product Quality Improvement
3) Product Quality Improvement through 

Equipment Automation

4)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CI) for 
Quality Improvement

Cost 
Control

5) Production Capacity Improvement and 
Cost Reduction by Scale Production

[7]
6) Lower Cost Reduction through Process 

Automation Equipment
7) Cost Reduction through Process Analysis

8) Product Development Cost Reduction 
through Simultaneous Engineering(CE)

Production 
Flexibility

9) Product Life Cycle(PLC) Consideration in 
Product Design

[10]
10) Scope Economy Orientation Rather 

Than Standardized Products
11) Equipment Layout-Changing Capability 

in Product Plan Change

12) Flexible Production in Demand Change

Delivery 
Manage
ment

13) Job Priority-Changing Capability

[9]
14) Rapid Product Supply
15) Lead(Product Order to Production) 

Time Reduction

16) Compliance with Product Delivery Time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for Management Strategy

3.3.1 경영전략에 대한 측정
공급업체의 경영전략에 대한 측정은 품질, 원가, 유연

성, 납기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별 4개의 
항목에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항목은 리
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3.3.2 파트너 간 협업에 대한 측정
파트너 간 협력관계에 대한 성과 측정은 전략적 목표

인지, 지원정책, 문제해결방안, 지식정보공유 4개의 요인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 별로 4개의 항목,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
로 측정되었다.

Concept Questionnaire Item Research
er

Strategic 
Objective 

Perception
(SQ)

1) Business process sharing is being done 
for SCM collaboration.

[61]

2) The shared vision and goals are being 
established among partners in SCM 
collaboration.

3)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is being 
strengthened based on mutual trust 
among supply chain partners.

4) The commitment to CEO’s willingness, 
leadership, and change affects SCM 
implementation.

Support 
Policy(SP)

5) The mutual support is being provided 
to secure and develop human resources.

[31]

6) Funds are being provided to partners 
for cash settlement and difficulty 
Resolution of commodity transaction 
payment.

7) Knowledge including know-how is 
being shared along with information 
sharing. 

8) Cooperation is being shared between 
risk and reward.

Problem 
Solution

(PS)

9) New technology and new product are 
being jointly developed. [31]

10) A joint quality improvement team is 
being formed to improve quality.

[35]

11) The problems of job performance are 
being shared with partners for SCM 
collaboration.

12) Sufficient education and training is 
being done to solve common 
problems.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IS)

13) Strategy and cost information are 
being shared for SCM collaboration.

[62]

14) Valuable and timely information is 
being mutually shared.

15) Technical information and market 
situation information are mutually 
being shared.

16) The importance of mutual 
information sharing is being realized.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for Collaboration betwee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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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SCM통합에 대한 측정
SCM통합에 대한 측정은 품질신뢰성, 비용절감, 납기

준수능력, 정보시스템 운영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각 요인 별로 4개의 항목,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각의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Concept Questionnaire Item Research
er

Quality 
Reliability

(QR)

1) Customers are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products provided by suppliers. [63]2) Suppliers are good in response to 
customers’ needs for quality.

3) Customers are satisfied with their 
needs for quality. [64]

4) Suppliers have the reliability to maintain 
the consistent quality of products. [58]

Cost 
Decrease

(CD)

5) The purchasing cost paid to suppliers 
is being decreased in purchasing 
products. 

[65]

6) The production cost is being decreased 
by improving production competitiveness 
such as product design change, new 
product introduction, and production 
flexibility.

7) The yield of materials is being improved 
by eliminating the waste of suppliers 
and effectively utilizing their capabilities.

8) The cost-decreasing capability is 
being improved due to the  
performance of SCM.

Delivery 
Obedience

(DO)

9) Suppliers are responding efficiently to 
changes in customer demand. [66]

10) Suppliers are delivering on time exactly 
according to the fixed due date.

[67]

11) Suppliers are keeping the lead time 
required for purchasers to receive 
products.

12) Suppliers are delivering the new 
product, developed by them, at the 
time required by purchasers.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PI)

13) Highly skilled employees with job 
performance are operating the 
SCM-related information system. 

[54]14) The SCM-related information system 
are being safely operated and managed.

15) The problem of SCM information 
system is quickly solved and the job 
is proficiently handled.  

16) The Information system is rapidly 
responding to new SCM-related jobs. [68]

Table 3. Operational Defini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for SCM Integration

3.3.4 기업성과에 대한 측정
기업성과에 대한 측정은 기업성과와 파트너 간 협업 

그리고 SCM 성과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
인 별로 4개의 항목,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Concept Questionnaire Item Referen
ce

Corporate 
Performance 
(Qualitative)

1) The job processing time related to 
SCM is shortening. [25]

2) The product quality and customer 
service are improving. [69]

3) SCM activities are helping purchasers 
achieve their goals.

[70]
4) The delivery date reduction, quality 

improvement, cost reduction, 
customer satisfac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are being achieved by 
using SCM.

Corporate 
Performance 
(Quantitative)

5) The SCM is increasing the company's 
sales. [58]

6) The SCM is increasing the company's 
profit rate. [71]

7) The SCM is improving the company's 
capability to develop new products 
and services. 

[72]
8) The SCM is increasing the company’s 

market share compared to 
competitors. 

Table 4. Operational Defini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for Corporate Performance

3.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 했다고 판단되거

나 조사내용에서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를 제거하고,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데는 SPSS 25 for Windows를 사용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경영전략, 협업프로세스, SCM통합, 기업성과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전략, 협업프로세스, SCM통합, 
기업성과 간의 인과관계분석은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
다.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a=.05, .01, ,001에서 각각 실
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설문에 참여한 표본 집단의 기본적인 특성들은 기술 

통계량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응답에 참여한 표본 집단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Table 5와 같다. 설문 조사 결과, 응
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96.2%, 여자가 3.8%로 나타나 압
도적으로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연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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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29세가 3.8%로 30세 미만의 비중이 매우 적었고, 
30~39세 비중은 11.9%, 40~49세 비중이 31.3%, 
50~59세 비중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 비
중이 10.4%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비중이 53%를 차
지하여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가 67%이고, 전문대졸이 17%이며, 대졸이 
15.2%, 대학원졸 이상이 0.8%로 비교적 학력이 낮은 저
학력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기업의 근속
연수는 1년 미만이 2.3%, 3년 미만이 6.8%, 5년 미만이 
8.8%, 10년 미만이 19.1%, 20년 미만이 19.1%, 20년 
미만이 42.1%, 20년 이상이 20.9%로, 그 중 63%가 해
당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인 특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자가 98.5%이며, 연령이 50세 이
상의 고졸이하 학력을 가지고 해당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 Percentage(%)

Gender Male 382 96.2
Female 15 3.8

Age

20 to 29 15 3.8
30 to 39 47 11.9
40 to 49 124 31.3
50 to 59 169 42.7
Over 60 41 10.4

Highest 
Level of 

Schooling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264 67.0

College Graduation 67 17.0
4-Year University 

Graduation 60 15.2

Over Graduate School 
Graduation 3 0.8

Years of 
Service

Under 1 Year 9 2.3
Under 3 Years 27 6.8
Under 5 Years 35 8.8
Under 10 Years 76 19.1
Under 20 Years 167 42.1
Over 20 Years 83 20.9

Total 397 100.0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4.2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정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측정항

목 간에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신뢰성 검정과 모
형의 구성 개념을 검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정을 하였다. 
SPSS 25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 검토를 위한 신뢰성 
검정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4.2.1 측정변수의 신뢰성 분석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정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측정항목 간에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성을 검정하였다. 신뢰성 검
정을 위하여 측정 항목 간에 내적 일관성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제시하
였다, 크론바하 알파는 전체 척도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신뢰계수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H크론바하 알파 
값은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73].

경영전략의 요인과 협업프로세스의 요인, 그리고 
SCM 관리 및 기업성과에 대한 요인까지 총 4개의 측정 
변수에 대해 기업성과(6개 항목)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각 4개의 항목으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6에 나타
난 신뢰성 분석결과와 같이 측정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
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0.849~0.886으로 모
두 0.8 이상을 나타나고 있으므로 측정변수들의 내적 일
관성을 나타내는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신뢰성 분석결과 연구 모형을 분석하는데 신뢰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actor

Numb
er of 
Full 

Items

Numb
er of 

Analys
is 

Items

Item

Cron
bach’

s 
Alpha

Manageme
nt Strategy 4 4 Quality, Cost, Flexibility, 

Delivery .866

Collaborati
on Process 4 4

Strategic Objective 
Perception, Support Policy, 

Problem Solution,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849

SCM 
Integration 4 4

Quality Reliability, Cost 
Decrease, Delivery 

Obedience,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855

Corporate 
Performanc

e
6 6

Market Share, Sales Growth 
Rate, Net Profit Growth Rate, 

Quality Improvement, 
Employee Satisfaction, 
Customer Satisfaction

.886

Table 6. Reliability Analysis Result 

4.2.2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
항목별 신뢰성을 확인 후 구성 개념 타당성을 검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Straub(1989)에 의해 제시된 구성
개념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였다[74]. 각 구성개념에서 요
인 적재량(factor loading: FL) 값을 조사하여 평가하였
으며, 요인 적재량 기준은 0.4이상이면 매우 유의적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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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안하였다[73].
총 18개의 변수에 대해 요인 분석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리고 요인적재량은 
0.4 이상으로 요인적재량은 매우 유의하며, 모든 요인의 
설명력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8개 변수 전체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73]. 공통성(Communalities)
은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공통
성은 요인의 설명력을 의미하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반면 낮은 수치는 요인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일
반적으로 0.4 이하이면 공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통성은 0.5~0.8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매우 유의
하다 할 수 있어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75].

Fact
or

Measureme
nt Item

Factor 
Load

Commo
nality

Eigenval
ue

Varianc
e(%)

Accumu
lation

(%)
Man
age
men

t 
Strat
egy

Quality .839 .704

2.863 71.581 71.581
Cost .844 .712

Flexibility .856 .732

Delivery .845 .715

Coll
abor
atio
n 

Proc
ess

Strategic 
Objective 

Perception
.831 .691

2.753 68.820 68.820

Support 
Policy .819 .671

Problem 
Solution .833 .694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835 .697

SCM 
Inte
grati
on

Quality 
Reliability .817 .668

2.788 69.689 69.689

Cost 
Decrease .823 .677

Delivery 
Obedience .870 .756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829 .686

Cor
pora

te 
Perf
orm
ance

Market 
Share .774 .600

3.820 63.665 63.665

Sales 
Growth 

Rate
.860 .739

Net Profit 
Growth 

Rate
.786 .617

Quality 
Improveme

nt
.789 .622

Employee 
Satisfaction .772 .596

Customer 
Satisfaction .803 .645

Table 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

판별 타당성은 한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과 다른 
정도이다. 즉 서로 다른 두 개념이 존재한다면, 두 측정으
로부터 얻은 수치들은 서로 낮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
다는 것이다. 판별 타당성 검정을 검정하기 위해 SPSS 
25를 이용하여 다중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
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상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
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통계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계수(r)가 0.5 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75].

본 연구에서 요인간의 판별타당성을 검정한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판별타당성에서 상관계수가 1
에 가까운 값을 보이면, 판별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이 0.01보다 큰 6항목은 
상관계수가 0.663~0.815로 후에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
성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Latent 
Variable Mean Manageme

nt Strategy

Collaborat
ion 

Process

SCM 
Integratio

n

Corporate 
Performan

ce

Managemen
t Strategy 3.754 1

Collaboratio
n Process 3.755 .755** 1

SCM 
Integration 3.746 .673** .757** 1

Corporate 
Performanc

e
3.782 .663** .734** .815** 1

**p<.01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Result of Constructs

4.3 연구모형의 검정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생산전략 및 협업프로세스와 SCM관리 및 기
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정을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계수 값은 Fig. 2에 나타나 있
다. 연구모형 분석결과를 보면 경영전략 → SCM통합, 협
업프로세스 → SCM통합, 경영전략 → 기업성과, 협업프
로세스 → 기업성과, SCM통합 → 기업성과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여 가설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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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earch Model Analysis Result

4.3.1 SCM통합과 경영전략 간의 관계

Dependent Variable: SCM Integration

Hypot
hesis

Indep
endent 
Variab

le

Nonst
andar
dized 
Regres
sion 

Coeffi
cient

Stand
ard 

Error

Stand
ardize

d 
Regres
sion 

Coeffi
cient

t-Value p-Va
lue

Const
ant

Adjust
ed 


F-Valu
e

p-Va
lue

H1

Manag
ement 
Strate

gy

.626 .040 .673 15.753 .000 1.400 .451 248.16
4 .000

Table 9.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SCM 
Integration and Management Strategy

경영전략은 SCM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Adjusted  은 .451, F값 
248.164, 유의확률 .000이므로 표본회귀식은 통계적으
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
준 0.01에서 경영전략은 SCM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SCM Integration

Hyp
othe
sis

Indep
enden

t 
Varia
ble

Nonst
andar
dized 
Regre
ssion 
Coeffi
cient

Stand
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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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ize

d 
Regre
ssion 
Coeffi
cient

t-Val
ue

p-Val
ue

Const
ant

Adjus
ted 


F-Val
ue

p-Val
ue

H1a Qualit
y .306 .052 .357 5.842 .000

1.331 .461 64.59
5 .000

H1b Cost .134 .047 .174 2.828 .005

H1c Flexib
ility .069 .046 .094 1.505 .133

H1d Delive
ry .137 .050 .171 2.766 .006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SCM 
Integration and Management Strategy 
Sub-factors

경영전략 중 품질, 원가, 납기는 SCM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Adjusted  은 .461, F값 64.595, 유의확률 .000이므
로 표본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품질, 원가, 납
기는 SCM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SCM통합과 경영전략 간의 가설검정 결과는 Tabe 11
과 같다.

Hypot
hesis Hypothesis Content p-Value Result

H1
Management Strategy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SCM 
integration.

.000 Adoption***

***p<0.01

Table 11. Hypothesis Test Result between SCM Integration 
and Management Strategy

4.3.2 SCM통합과 협업프로세스 간의 관계

Dependent Variable: SCM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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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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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alu
e

p-Va
lue

H2
Collaborat

ion 
Process

.782 .039 .757 20.073 .000 .812 .572 402.93
7 .000

Table 12.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SCM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Process 

협업프로세스는 SCM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Adjusted  은 
.572, F값 402.937, 유의확률 .000이므로 표본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
과 유의수준 0.01에서 협업프로세스는 SCM통합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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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SCM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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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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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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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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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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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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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
sted 


F-Val
ue

p-Va
lue

H2a
Strategic 
Objective 

Perception
.186 .043 .231 4.367 .000

.809 .569 99.891 .000

H2b Support 
Policy .208 .046 .237 4.522 .000

H2c Problem 
Solution .246 .046 .278 5.308 .000

H2d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143 .045 .166 3.197 .002

Table 13.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SCM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Process 
Sub-factors

협업프로세스 중 전략적 목표인지, 지원정책, 문제해
결방안, 지식정보공유 모두 SCM통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Adjusted  은 .569, F값 99.891, 유의확률 .000이므
로 표본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전략적 목표인지, 
지원정책, 문제해결방안, 지식정보공유는 SCM통합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CM통합과 협업프로세스 간의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Hypo
thesis Hypothesis Content p-Value Result

H2
Collaboration proces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SCM 
integration. 

.000 Adoption***

***p<0.01

Table 14. Hypothesis Test Result between SCM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Process

4.3.3 기업성과와 경영전략 간의 관계

Dependent Variable: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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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039 .663 15.323 .000 1.542 .438 234.79
8 .000

Table 15.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Corporate 
Performance and Management Strategy

생산전략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Adjusted  은 .438, F값 
234.798, 유의확률 .000이므로 표본회귀식은 통계적으
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
준 0.01에서 경영전략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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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a Qualit
y .180 .051 .216 3.519 .001

1.489 .450 61.85
8 .000

H3b Cost .125 .046 .168 2.707 .007

H3c Flexib
ility .031 .045 .043 .690 .491

H3dDelive
ry .279 .048 .359 5.820 .000

Table 16.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Corporate 
Performance and Management Strategy 
Sub-factors

경영전략 중 품질, 원가, 납기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Adjusted  은 .450, F값 61.858, 유의확률 .000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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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본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품질, 원가, 납
기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성과와 경영전략 간의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Hypo
thesis Hypothesis Content p-Value Result

H3
Management Strategy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000 Adoption***

***p<0.01

Table 17. Hypothesis Test Result between Corporate 
Performance and Management Strategy

4.3.4 기업성과와 협업프로세스 간의 관계

Dependent Variable: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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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040 .734 18.69
7 .000 1.011 .537 349.58

6 .000

Table 18.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Corporate 
Performance and Collaboration Process

협업프로세스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Adjusted  은 
.537, F값 349.586, 유의확률 .000이므로 표본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
과 유의수준 0.01에서 협업프로세스는 기업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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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a
Strategic 
Objective 

Perception
.265 .043 .337 6.221 .000

1.041 .538 87.910 .000
H4b Support 

Policy .184 .046 .214 3.971 .000

H4c Problem 
Solution .141 .046 .164 3.036 .003

H4d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142 .045 .169 3.169 .002

Table 19.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Corporate 
Performance and Collaboration Process 
Sub-factors

협업프로세스 중 전략적 목표인지, 지원정책, 문제해
결방안, 지식정보공유 모두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Adjusted 
 은 .538, F값 87.910, 유의확률 .000이므로 표본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
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전략적 목표인지, 지원정책, 
문제해결방안, 지식정보공유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성과와 협업프로세스 간의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20과 같다.

Hypo
thesis Hypothesis Content p-Value Result

H4
Collaboration proces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000 Adoption***

***p<0.01

Table 20. Hypothesis Test Result between Corporate 
Performance and Collabo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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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기업성과와 SCM통합 간의 관계

Dependent Variable: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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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033 .815 24.170 .000 .812 .663 584.16
5 .000

Table 21.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Corporate
Performance and SCM Integration

SCM통합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Adjusted  은 .663, F값 
584.165, 유의확률 .000이므로 표본회귀식은 통계적으
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
준 0.01에서 SCM통합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ependent Variable: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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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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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a Quality 
Reliability .250 .036 .309 6.916 .000

.803 .662 145.39
9 .000

H5b Cost 
Decrease .222 .037 .275 5.954 .000

H5c Delivery 
Obedience .132 .041 .164 3.245 .001

H5d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194 .037 .239 5.173 .000

Table 22.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Corporate
Performance and SCM Integration 
Sub-factors

SCM통합 중 품질신뢰성, 비용절감, 납기준수능력, 정

보시스템운영 모두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Adjusted  은 
.662, F값 145.399, 유의확률 .000이므로 표본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
과 유의수준 0.01에서 품질신뢰성, 비용절감, 납기준수능
력, 정보시스템운영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성과와 SCM통합 간의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23과 같다.

Hypo
thesis Hypothesis Content p-Value Result

H5
SCM integrat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000 Adoption***

***p<0.01

Table 23. Hypothesis Test Result between Corporate 
Performance and SCM Integration

5. 결론

전체적인 연구결과 국내 중소부품제조업체에서의 경
영전략, 협업프로세스 및 SCM통합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부품제조
업으로서의 경영전략을 위한 품질, 원가, 유연성, 납기와 
협업을 위한 전략적 목표인지, 지원정책, 문제해결방안, 
지식정보공유가 SCM통합의 품질신뢰성, 비용절감, 납기
준수능력, 정보시스템운영을 향상시켜 종국적으로 기업
의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높여주는 기제임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품제조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전
략과 제휴 기업 간 공유목표에 기반을 둔 상호업무지원
에 따라 SCM통합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극대
화될 수 있는 촉진요인임을 뒷받침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급사슬에서 파트너 간 협업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
기 위해 유용하고 가치 있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구축
하는 능력으로 파트너 간 협업이 경쟁우위를 위한 시너
지를 창출하는데 있어 정보, 인적, 기술 등의 자원을 공유
하는데 있다[76].

관계의 지속성이 요구되고 상생협력을 통해 관계지속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듯이 이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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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속성은 파트너 기업간의 관계 만족을 전제로 창출되
는 이익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77]. 특
히 장기지향적인 공급사슬에 포함된 기업 간 경제적 이
익을 위한 업무활동에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적 역할이다. 
이는 대다수 기업들이 단기적 관계에 의한 거래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지만 
장기적 계약관계가 형성된 기업들은 운영 효율화뿐만 아
니라 반복적인 거래를 통한 이익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형성하기 위한 관계교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서 협업을 통한 SCM의 통합운영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39]. 따라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재고비용과 기타 관련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익성과 매출액 성장이 높아 거
래의 장기지향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재고관리를 효율적
으로 할 수 있고 비용절감과 안정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여 단기적 거래관계의 기업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점을 갖는 점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발전을 위해 공급사슬에서 기업간 목적달성
과 중소부품제조업체의 상호인식이 이해관계의 긍정적 
신뢰 바탕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또한, 공동의 전략적 목
표인지와 협업의 우호적 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지식공유를 통한 통합전략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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